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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파견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김 정 윤 손 신 애  박 지 희  

8시 미사 김 대 성  김 준 수  홍 길 려 김 옥 생  

9시 30분 미사  Edwin Shin  Natalie Shon Timothy Shon Sara Kim 

11시 미사  황 리 나  박 성 원  박 미 영  안 준 섭  

12시 30분 미사  홍 정 순 장 택 규 황 혜 성 김 준 수  전례부  

5시 미사  이 미 첼 박 민 제  방 진 우  한 글로리아  전가별 김남효 나지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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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

다. 2000년 대희년을 선포하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성인품에 올리시면서 부활 제2주

일을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로 선포하시면서 전 세계

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하느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

하며 자비심 구하는 기도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

화를 모시고 하느님 자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들

에게 무한한 사랑의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

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

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한 

19,32-33).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

이 하느님 자비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

이 되시어 성전의 핵심인 제대, 즉 주님의 성심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의 속죄의 제물을 봉헌하

신 하느님의 어린양의 피가 쏟아져 세상에 흘러나오

는 모습입니다. 십자가형에서 받으신 이 손과 발 그리

고 옆구리의 상처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증표가 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잠그

고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

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

며 당신이 육신이 없는 영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

어 무덤에 묻혔던 몸이 부활한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

다. 토마스도 며칠 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뵙고 부

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

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며 이 신비를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예수

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의 계명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

도 부활 하리라는 신비를 선포했습니다. 이 신앙의 신

비가 우리 교리에 핵심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이다” (니케아 신경).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와 우리가 부활 하리라는 믿음

을 오늘 묵상하면서 잠시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그리

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많은 교우분들과 그

분들이 유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

편, 자녀, 친척 그리고 지인들을 통증과 아픔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외로이 떠나

보내야 했던 아픔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같이 지켜주지 못했던 아쉬움과 미안함 때

문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힘든 시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내를, 남편을, 엄마를, 아빠를, 다

시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묵상하게 됩니

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제를 지내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의 부활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

는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처럼 우리

도 부활 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부활의 축제

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친숙한 얼굴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내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

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고통

도, 아픔도, 아쉬움도, 미안함도 없이 주님의 완전한 자

비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만날 수 있습니

다. 

 

  자비 주일을 맞이하며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우리 

교우분들의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게 해주십사 기도드리면서 유가족들이 부활의 

희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주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십사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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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3 

  어느덧 주님 부활 팔 일째를 맞이하여 부활 제2주

일인 “하느님의 자비 주일(Divine Mercy Sun-

day)”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당 식구들 모두 부활

의 은총 가득히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의 은

총이 우리 모두의 삶의 활력이 되고 희망이 되어 두

려움과 무서움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

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

니다. 유래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대희년

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

심이 강했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습니

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느

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그다음 해

부터 부활 제2주를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며 당

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과 죽음 그

리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

는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 아드님

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멸망

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느

님의 자비를 기리며 감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

니다.  

 

  요한복음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고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

의 지극한 자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온몸

과 마음 그리고 온 정신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

다. 그 믿음은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자

비를 닮아 우리도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자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

가야 하는 믿음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에

게 자비로운 것처럼 남에게도 자비롭도록 언제나 마

음을 열고 남들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단하

고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

려는 노력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

해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인 부활의 신비를 굳게 믿

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부활은 삶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

면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온 몸과 마음으

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당신

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맡길 수 있는 것

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는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 행동하는 데 주저합니다. 미

지근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마치 식당에서 메뉴

를 살펴보며 맛있는 음식을 찾듯이 하느님의 말씀

을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실천하면서 자신은 신앙

이 깊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는 선택의 문제

가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

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은 파우스티나 성인이 계시 속에

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슴에서 자비의 빛이 비

추고 있으며 예수 성심상과 그 의미를 같이합니다. 그

리고 상본 아래에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Jesus, I trust in You)”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상본은 교육관 현관 벽에 걸려 우리를 당신의 자

비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워져

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상본 앞 촛불을 켜

면서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공동체 식

구 모두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용기

를 달라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

두가 이 어려운 팬데믹을 안전하게 잘 견디며 서로 위

하는 사랑이 넘치기를....... 당신의 자비로우신 것처

럼 우리도 매사에 모두에게 자비로워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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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미사 시간  |  Mass 

  이러한 자비는 사실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드러

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시간

과 능력 나아가 금전적 희생을 감수하며 봉사합니

다. 이 자비 실천이 더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자비

로 인도하고 자비로워지게 합니다. 이 자비가 주일 성

당으로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성당에서 만나

는  얼굴에서 밝은 미소를 발견하고, 반가운 얼굴에

서 훈훈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훈훈해진 마음

이 세상을 따듯하게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작지만 훈훈한 마음이 모여 우리가 변하

고 이웃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이 자비의 힘입니다. 큰 능력이 없어도 작고 소소

한 자비의 변화가 모여 더없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

다. 이 변화가 바로 부활의 신비의 변화입니다. 예수

님 한 분의 죽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물결은 바로 성

령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의 공동체입니다. 아직 하느님 

눈에는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느

님의 자비가 충만하고 그 자비를 나누려 애쓰는 47살

(우리 공동체 설립은 1974년 4월입니다.)의 예수님께

는 한없이 어린 하느님이 공동체이고 우리는 성장 과

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넉넉하

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밝은 내일

을 하느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부활의 은총인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 넘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고, 이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주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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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둘째 주일 (4월) 

       공동체 소식                                                                                                                    2021년 4월 11일 

알 림 

예비신자 교리반 첫 모임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4월 11일(오늘)까지 

성금요일인 4월 2일(금)부터 시작한 하느

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성전으로 3 p.m.까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축하합니다”  

세례/견진자 명단  

유아 세례자 명단 

십시일반의 나눔 (Rice Bowl) 



사무실 업무시간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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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4월 11일 

주보 광고주 모집 

울뜨레야 월례회의 

 

  

  

  

  

  

  

  

촛불 기도 봉헌금 현황 (사순시기 사랑나눔)      

   

생활상담소 전화상담 안내   

생활상담소 봉사위원 모집 

알 림 알 림 

본당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부활 제대꽃 봉헌자 명단  

강준상 베드로, 강혜선 보나, 고희만 말다, 김성

자 카타리나, 김용숙, 김은정 레지나, 김정숙 지

따, 김혜경 데레사, 명수경, 박은주 루시아, 신정

숙 아녜스, 원종숙 아녜스, 원주수 루시아, 유정

자 마리아, 이 마리아, 이문순 아녜스, 이용자 율

리아, 이 율리안나, 정영헌 클레멘스, 정수정 아

녜스, 천경희 말따 마리아, 최 요한 & 카타리나, 

최원분 테클라, 한 수산나, 한승우 라파엘, 김민

정 안젤라 가정, 익명 3명. 감사합니다.  

코비드 검사  



7 

         미사 봉헌                                                                                              2021년 4월 11일 



         미사 봉헌            2021년 4월 11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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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oubt To Faith  

< Sunday of Divine Mercy > 

       Weekly Homily                                                                                                                                                            April 11,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oday we hear about the dramatic meeting between the risen Jesus and Thomas. We can identify with Thom-
as because, if we are honest, we too can admit we sometimes doubt the unbelievable proclamation central to 
Christianity: "Jesus is risen!" Thomas wasn't with the apostles that Easter evening when Jesus first appeared in 
their midst in the upper room—even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Thomas might therefore rightly be consid-
ered the patron saint of those who miss Mass. The apostles, themselves, had initially dismissed the witness of 
Mary Magdalene and the women who insisted Jes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Men not believing the tes-
timony of women. Men dismissing women’s stories. Things have definitely improved in 2,000 years. Thomas, 
for his part, was convinced the apostles had caught a bad dose of the women's hysteria. He ups the ante, as it 
were. "Unless I see the wound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into the wounds and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Jesus, ever accommodating, appears again a week later and gently invites Thomas to probe 
the nail marks for himself. We are not told if he took Jesus up on his invitation. Instead, we get the highest pro-
fession of Christian faith from the lips of Doubting Thomas: "My Lord and my God!" 
 
   Several takeaways. Doubt can lead to faith. The resurrection, whatever it was, was at least physical. Yet for 
all his physicality, the risen Jesus could pass through locked doors. But the main point is that faith in Jesus 
does not come from the empty tomb but rather from the more radical encounter with the risen Jesus himself. 
We can experience his presence despite doubt, sorrow and yes, even sin. He confers on us a peace the world 
cannot give and a joy the world cannot take away. But the effect of meeting Jesus is measured only by our 
willingness to let that encounter transform us. If Jesus is risen, everything changes. If Jesus is not risen, noth-
ing else matters.  

2nd Sunday in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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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Congratulations!”  
Sophie Rosa Kim, Mason Stephen Park, Ha-Yel Gabri-
el Park, Olivia Olivia Lee, Ethan Luca Lee, DaEun 
Olivia Han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
day, April 4th..  

Special Collections  
April 11th (Today)  for Easter Special Gift for Parish       

April 18th (Sun)  for Catholic Home Missions  

Rice Bowl  
Collection date : Until April 18th (Sun)                     

The Rice Bowl, which was distributed from the first 

week of Lent, will be collected until next Sunday.  

Please bring your rice bowl when you come to the 

church.  

Church Office Hour 

Monday-Friday: 9 a.m. -6 p.m.                        

Saturday: 9 a.m. -9 p.m.            

Sunday: 8 a.m. -6 p.m. 

COVID19 Test  
Date : April 15th (Thu)  
Time : 9:30 a.m. -  4 p.m.  
Location : St. Paul Education Center 
Please register before 3:30 p.m. at the test site.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April 11, 2021 (Year B)  No. 2522 

Responsorial  

Psalm 

  

 

 For the Church: that we use this Easter season to celebrate the message of peace and mercy as we re-

new our faith in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that choose to live Christ’s life with the poor:  that they will continue to bless us with their 

gentle, self-effacing l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elderly who try to keep young in heart and show a loving interest in their children and grand-

children: may the young learn from the wisdom of their elde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people rejoice in the spirit which makes us on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ll people take the time to listen with our hearts to each o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have joined Jesus in his banquet: that we remember that we will one day join them at 

that feast,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4:32-35 (44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John  
   1 John 5:1-6 

Communion Antiphon 

   Bring your hand and feel the place of the nails,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alleluia.  

Psalm 118:2-4, 13-15, 22-24 

“My Lord and My God!” 


